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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lysis resistance and mechanical property changes of polyketone (POK)/glass fiber (GF) composites were

investigated for GF concentrations varying between 30 and 50%. The hydrolysis resistance of GF filled POK and poly-

amide66 (PA66, hydrolysis resistant grade) composites were compared. As shown by the experimental results, increasing

the immersion time of the composites in a monoethylene glycol (MEG)/water solution at 120oC had no impact or resulted

in slightly decreased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the tensile strength, tensile modulus, and strain at break in case of POK

composites, wherea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PA66 composites showed a significant drop. Increasing GF concentrations

increased the tensile strength, tensile modulus, flexural strength, and flexural modulus of POK composites; however, impact

strength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Hydrolysis mechanisms of POK and PA66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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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폴리케톤 주쇄에 있는 케톤기 간의 강한 결합력은 녹는점

향상 등 폴리케톤의 물성향상에 기여한다. 폴리케톤 고분자

는 우수한 기계적 강도, 내화학성, 내마모성, 가스차단성 등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응용 가능성이 큰 복합재료로 연구되어 왔

고, 기계, 전기/전자부품, 섬유 복합재료 등의 분야에서 수요

가 기대되고 있는 소재이다.1-6 폴리케톤은 일산화탄소와 올레

핀의 단량체를, 팔라듐 촉매를 사용하여 합성된다.7-9 촉매와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특허기술은 1970년대 초에 발명되었으

나10 촉매 부산물 발생의 이유로 쉽게 가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1982년 J. Dent는 일산화탄소와 에틸렌을 공중합시켜

선형적으로 교차하는 고분자 폴리케톤 폴리머를 제조할 수 있

는 새로운 촉매군을 발견하였고, 1996년 Shell에서 “Calion”

이란 상품명으로 일산화탄소, 에틸렌, 소량의 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진 터폴리머를 상업화하였으나 2000년도에 시장에서

판매가 중단되었다.11 한편 2006년 이후 효성이 신규 중합 촉

매를 이용하여 “POKETONE” 이란 상품명으로 시장에 출시

하였다.

폴리아미드66는 1935년 최초로 개발되었고12 hexamethyl-

enediamine과 adipic acid의 중합공정에 의해 제조되며 우수한

기계적 강도와 내열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고온(100

~150oC) 환경에서 연속사용이 가능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3-15 하지만 PA66 복합소재는 수

분에 의한 물성저하의 단점이 있다.16 이는 습도가 높은 환경

에서 고분자 복합재료 내 산소(O), 질소(N) 등 극성부분이 수

분을 흡수하는 특성으로 인해 가수분해 혹은 수분 흡수량에

비례해서 기계적 물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17,18 내가수분해

성을 향상시킨 PA66 복합소재를 DuPont 및 여러 제조사에서

소개하였지만 수분에 의한 물성저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내가수분해성 PA66 복합소재보다 가수분해

저항성이 우수한 복합소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계적 물성 향상을 위해 고분자 수지에 보강제를 도입하

여 제조한 고분자 복합소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강제인 섬유보강제는 유리섬유,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등이 사용되는데,19,20 그 중 유리섬유는 우수한

가공성과 가격 경쟁력 등의 이점으로 최근에 널리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다.21-23 유리섬유는(SiO2) 고분자 수지와의 계면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란, 우레탄, 에폭시 등으로 표면

을 처리하고 있다.24 또한 유리섬유 강화 고분자 복합소재의

섬유강화 효과는 유리섬유의 직경, 길이, 분산도 등의 요인에

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폴리케톤 고분자에 유리섬유를 도입하여 제

조한 폴리케톤 복합소재의 내가수분해성을 내가수분해 grade

폴리아미드66 복합소재와 비교하였다. 또한 폴리케톤 복합소

재의 유리섬유 함량을 30~50%까지 변량시켜, 유리섬유 함량

에 따른 물성변화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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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1. 재료

폴리케톤은 효성의 M230A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초고유동

제품군으로, Melt Flow Index (240oC, 2.16 kg)는 300g/10 min

인 수지이다. 폴리케톤 복합소재에 첨가한 충전제는 한국오

웬스코닝에서 제공한 섬유지름은 10 μm, 길이는 4 mm인 촙

스트랜드 유리섬유(chopped strand glass fiber)인 910-10P

grade를 사용하였다. 폴리케톤 분자사슬의 열 및 산화에 의한

물성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화방지제는 페놀계인 N,N'-

Hexamethylene bis(3,5-di-t-butyl-4-hydroxyhydrocinnamamide)

를 사용하였다.

유리섬유 강화 폴리아미드66 복합소재는 유리섬유가 30%

충전되어 있고, 내가수분해성 grade인 DuPont의 Zytel®

70G30HSLR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소재에 대한 특성

은 Table 1에 기재하였다.

내가수분해시험에 사용된 용액은 monoethylene glycol과

증류수를 1 : 1 비율로 혼합한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2. 가공조건

2.1. 압출

폴리케톤 복합소재를 제조하는데 이축 압출기(직경 : φ31.6,

길이와 직경의 비 : 60, 제조사 : S M Platek)를 사용하였다.

이축 압출기는 모듈라 치합형 동방향 회전(intermeshing

modular corotation)방식으로, 내부의 스크류는 이송 스크류

(conveying screw element), 반죽 스크류(kneading screw element),

역방향 스크류(reverse screw ele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2

개의 통풍구는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과 가스를 제거한

다. 중량피더인 주(主)피더, 보조피더-1, 보조피더-2를 통해 폴

리케톤 수지, 첨가제(산화방지제, 착색제), 유리섬유를 각각

설정된 비율로 공급하였다. 이축 압출기 내부에서 폴리케톤

수지, 첨가제 및 유리섬유 간에 혼련성을 높이고 가공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총 14개 구간의 배럴을 아래 Table 2와 같이

구분하여 온도를 설정하였다. 이때 토출량은 시간당 40㎏으

로 설정하여 압출 다이의 압력이 약 10~20 bar 범위 내로 유

도되도록 하였다. 압출 다이의 압력이 지나치게 낮으면 혼련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대로 너무 높으면 유리섬

유 파단과 용융 파단(melt fracture)이 발생한다. 압력을 적절

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였다.

이축 압출기에서 압출된 소재 가닥(strand)은 냉각조에서 냉

각을 거친 후 에어 와이퍼를 통해 스트랜드 표면의 물기를 제

거한 후 펠렛타이저에서 3~5 mm 크기로 절단하였다.

2.2. 사출

펠렛은 사출 전에 90oC에서 4시간 제습건조 과정을 통해 소

재내의 수분 함량이 0.05%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였다. 건조

된 소재는 ISO 시험시편 제작을 위해 최대 사출압이 1,920 kg/

cm2인 Ø30 injection molding machine을 사용하였다. 가공시

각 부분별 온도 조건은 Table 3과 같으며, 금형온도는 85oC로

유지시켰다.

Table 1. Properties of Polyamide66/ Glass Fiber Composite (Zytel® 70G30HSLR)26

Test items Test standard Unit Value

1 Density ISO 1183-1/-2 g/cm3 1.37

2 Tensile modulus ISO 527-1/-2 MPa 10,000

3 Tensile stress at break ISO 527-1/-2 MPa 195

4 Strain at break ISO 527-1/-2 % 3

5 Unnotched charpy impact (23oC) ISO 179-1 KJ/m2 75

6 Notched charpy impact (23oC) ISO 179-1 KJ/m2 12

7 Melting temperature ISO 3146 oC 262

8 HDT (Heat Deflection Temperature under Load, 1.8 MPa) ISO 75-1/-2 oC 253

Table 2. Set Temperature of Extruder Barrels

Barrel
Di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Temp. (oC) 220 220 225 230 230 230 230 230 230 225 220 220 220 220 230

Table 3. Operation Conditions of Injection Molding Process

Rear zone Middle zone Front zone Nozzle Mold

Polyketone
Temp. (oC)

225 230 230 235 85

Polyamide66 275 285 290 29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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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시 배압은 10 bar로 설정하였고, 사출시 최대 사출압은

70 bar, 보압은 55 bar로 진행하였다, 냉각시간은 25초로 충분

하게 냉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3. 내가수분해시험

인장시편을 MEG와 증류수의 혼합용액(1 : 1)에 완전히 침

지시킨 후, 120oC에서 2.5, 5, 7.5, 72 hr에 시편을 꺼내어 인

장특성을 측정하였다.

4. 기계적 물성

인장, 굴곡, 충격특성 측성에 각 조건당 5개의 시편을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인장특성

ISO 527-1, 2 방법에 따라 시편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인장탄성률(tensile modulus), 신장율(strain at break)를 만능재

료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제조사: Instron)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인장시편을 클램프에 고정시킨 후 50 mm/min

의 속도로 인장시편의 강도 및 탄성률을 측정하였다.

• 굴곡특성

ISO 178 방법에 따라 시편의 굴곡강도(flexural strength)와

굴곡탄성률(flexural modulus)을 만능재료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제조사: Instro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굴

곡시편을 클램프에 고정시킨 후 2 mm/min의 속도로 굴곡시

편의 강도 및 탄성률을 측정하였다.

• 충격특성

ISO 179 방법에 따라 시편의 충격강도(impact strength)를

충격시험기(impact tester, 제조사: Instron)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상온에서 노치(notch)된 시편을 샤르피(charpy) 방식으

로 측정하였다.

5. 모폴로지 관찰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제품

명: S-3400N, 제조사: Hitachi)을 이용하여 ×1,000 배율로 폴

리케톤 및 폴리아미드66/유리섬유 복합소재의 파단면을 관찰

하였다. 파단면은 SEM으로 촬영하기 전에 ion sputter(제품명:

E-1010, 제조사: Hitachi)를 이용하여 팔라듐(Pd)/금(Au)으로

진공상태에서 코팅시켰다. 

Results and Discussion

1. 내가수분해성 평가

Figure 1은 폴리아미드66와 폴리케톤 복합소재의 침지 후

시간에 따른 인장강도 변화를 나타낸다.

침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폴리아미드66와 폴리케톤 복합

소재 모두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침지전

인장강도는 폴리아미드66가 폴리케톤보다 높았으나, 2.5 hr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인 후에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즉, 폴

리케톤은 침지 7.5 hr까지 인장강도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폴

리아미드66는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다. 결국 72 hr 후에 폴리

케톤/GF30%의 인장강도 감소는 10%였으나 폴리아미드66/

GF30%의 인장강도 감소는 44%를 나타냈다. GF30%가 함유

된 폴리케톤과 폴리아미드66 복합소재의 인장강도를 비교하

Figure 1. Tensile strength of Polyketone/GF composites with respect to GF content (30, 35, 40, 45, and 50%) and PA66/GF30% composite

in MEG/water at 120oC as a function of immers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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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폴리케톤이 폴리아미드66 복합소재보다 23%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유리섬유 함량별(35~50%) 폴리케톤의 인강강도

를 비교하면, 폴리케톤/GF30%와 유사한 감소 경향을 나타내

며 유리섬유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의 값이 증가함을 보

여주었다.

Figure 2는 폴리아미드66와 폴리케톤 복합소재의 침지 후

시간에 따른 인장탄성률 변화를 나타낸다.

폴리아미드66와 폴리케톤 복합소재 모두 침지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인장탄성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폴리아

미드66(GF30%)의 침지 전 인장탄성률은 폴리케톤/GF35%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침지를 시키고 2.5 hr 이후, 폴리아미

드66의 인장탄성률은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72 hr 이후 전

체 복합소재 중 가장 큰 인장탄성률 감소율(−50%)을 기록하

였다. 폴리케톤은 완만한 인장탄성률 감소경향이 나타났으며,

침지 전 대비 72 hr 이후 GF30%는 22%, GF35%는 19%,

GF40%는 20%, GF45%는 24%, GF50%는 24%의 감소율을

보였다.

Figure 3은 폴리아미드66와 폴리케톤 복합소재의 침지 후

시간에 따른 신장률 변화를 나타낸다.

각 폴리케톤 복합소재는 침지시간에 따른 신장율의 변화가

Figure 2. Tensile modulus of Polyketone/GF composites with respect to GF content (30, 35, 40, 45, and 50%) and PA66/GF30%

composite in MEG/water at 120oC as a function of immersion time.

Figure 3. Strain at break of Polyketone/GF composites with respect to GF content (30, 35, 40, 45, and 50%) and PA66/GF30% composite

in MEG/water at 120oC as a function of immers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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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었다. 72 hr 이후 GF30%는 3% 증가, GF35%는 6%

감소, GF40%는 7% 감소, GF45%는 8% 감소, GF50%는 0%

의 변화율을 보였다. 반면 폴리아미드66는 5 hr까지 신장율

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7.5, 72 hr 측정시 급격히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특히 72 hr에 폴리아미드66의 신장율은 침지 전

대비 144% 증가하였다.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GF Filled Polyketone Composites with respect to GF Content

Tensile strength

(MPa)

Tensile modulus

(MPa)

Strain at break

(%)

Flexural strength

(MPa)

Flexural modulus

(MPa)

Notched charpy

(kJ/m2)

GF 30% 144 8,292 3.0 192 7,012 9.9

GF 35% 161 9,491 3.1 206 8,030 9.4

GF 40% 171 10,818 2.8 221 9,288 9.4

GF 45% 176 12,718 2.5 224 10,010 9.9

GF 50% 177 14,654 2.1 231 11,232 9.8

*GF: Glass Fiber

Figure 4. SEM photographs of fracture surface of polyketone, polyamide66/GF composites: (a), (c), (e) no immersion/ (b), (d), (f)

immersion in MEG/ water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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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리섬유 함량증가에 따른 폴리케톤 복합소재의 기계적 물

성 변화

유리섬유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 인장탄성률, 굴

곡강도, 및 굴곡탄성률이 각각 144에서 177, 8,292에서 14,654,

192에서 231, 7,012에서 11,232 MPa로 증가하였다. 그 중, 인

장강도의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신장

률은 유리섬유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충격강도

는 증감에 대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리섬유 함량별 폴리케톤 복합소재의 기계적 물성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3. SEM 측정결과

MEG/증류수 혼합용액 침지전, 후 유리섬유가 함유된 폴리

케톤, 폴리아미드66 복합소재의 파단면에 대한 SEM 측정결

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뚜렷한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침지기간을 336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용액 침지전, 후 폴리케톤과 폴리아미드66 복합소재의 파

단면에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침지전, 후 유리섬유와 폴

리케톤, 폴리아미드66 레진 간에 계면결합력이 존재하였으며,

폴리케톤과 폴리아미드66 레진 부분 또한 침지전, 후 각각 유

사한 형태를 나타냈다.

극성용액은 섬유강화 복합소재의 분자사슬 내 산소, 질소원

자 등 극성요소와 반응하여 수소결합을 생성하고, 분자사슬

과 보강제인 유리섬유간 쌍극자 상호작용(dipole-dipole inter-

action)을 약화시키며, 추가용액은 가소화 작용과 같이 분자사

슬간 미끄러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상기 설

명에 따라서 MEG 및 수분의 히드록시기가 폴리케톤과 폴리

아미드66의 극성 관능기에 결합하는 형태를 Figure 5에 나타

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극성용액이 분자사슬의 부

피와 이동성을 증가시켜, 결국 분자사슬간 얽힘(entanglement)

과 결합(bonding)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설명된다.28,29

섬유강화 복합소재 내 액체의 유입 및 증가는 복합소재의

물리적 거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복합소재의 에너지 흡수와

연성(ductility)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강도(strength), 강성

(stiffness) 등을 감소시킨다.30 상기 현상의 원인과 관련하여

Thomason은 용액 처리된 복합소재에서 인장강도 및 탄성률

감소에 대해 용액에 의한 분자사슬-섬유 계면간 응력전달능

력(stress transfer capability) 저하로 설명하였다.31 분자사슬과

섬유의 계면 결합력 약화로 인해 분자사슬은 적용된 하중을

효율적으로 인접 섬유에 분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하중에

Figure 5. Interaction of polyketone and polyamide molecule with water and monoethylene glycol molecules: 1) polyketone 2) polyamide66

[redraw from 27]

Figure 6. Hydrolysis reaction mechanism of polyamdie66 [redraw from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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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유리섬유 파단은 감소하고, 오히려 분자사슬의 파괴변

형이 증가한다.32 그 결과 섬유에 의한 보강성이 저하되어 복

합소재의 강도 및 탄성률은 용액처리 전에 비해 감소한다.31

폴리아미드66의 가수분해 메커니즘을 Figure 6에 나타내었

다. 폴리아미드66의 극성관능기인 아미드기에 물분자가 수착

되고 아미드기의 C-N 결합이 분해된다. 그 결과 카르복실산

과 일차아민이 생성되면서 폴리아미드66의 분자사슬이 분해

된다.16,33 따라서 가수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복합소재의 인장

강도 및 탄성률은 감소하고 충격강도, 신장율은 증가하게 된

다. 가수분해된 폴리아미드66의 열분해 생성물에 대한 정량

평가를 통해 가수분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34,35

본 실험에서도 폴리케톤과 폴리아미드66 모두 침지 후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인강강도 및 탄성률은 감소하고 신장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폴리아미드66는 폴리케톤에 비

해 강도 및 탄성률은 더 감소하고 신장률은 증가하였는데, 이

는 폴리아미드66가 극성용액과 반응성이 우수하여 물리적 거

동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액체가 복합

소제 내에서 가소제의 거동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ure 5에서 보듯이 주사슬의 배열구조가 C-C 결합인 폴리

케톤은 C-N 결합의 폴리아미드66에 비해 쌍극자 상호반응에

의한 히드록시기 흡착에 무관하며, 따라서 가수분해 반응성

이 C-N 결합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시험결과는 폴리케톤 복합소재가 수분 노출시 내가수

분해 향상 폴리아미드66 복합소재와 비교하여 우수한 물성을

유지하는 소재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고온의 수분에

노출되는 부품용 소재로서 상업화된 폴리아미드66 복합소재

(내가수분해 향상 grade)보다 우수한 신소재임을 입증하는 것

이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폴리케톤/ 유리섬유 복합소재에 대해 내가수

분해 시험을 실시하여 120oC의 MEG/증류수 용액이 폴리케

톤과 폴리아미드66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또한 유리

섬유 함량변화에 따른 폴리케톤/ 유리섬유 복합소재의 물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폴리케톤 복합소재는 초기물성과 비교시 침지시간이 증가

하여도 인장강도, 인장탄성률, 신장율 등의 물성을 유지하거

나 물성저하가 작은 반면 폴리아미드66는 물성저하가 크게 나

타났다. 이는 폴리케톤의 주사슬구조가 폴리아미드66에 비해

용액과의 반응성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섬유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폴리케톤 복합소재의 인장 및 굴곡특

성 등의 물성이 증가하였다. 반면, 신장률은 유리섬유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충격강도는 유리섬유 함량의 증

감에 대한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References

1. E. Drent, W. P. Mul, and A. A. Smaardijk, “Encyclopedia Of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John Wiley & Sons, New

York, 2001.

2. C. Bianchini and A. Meli, “Alternating copolymerization of

carbon monoxide and olefins by single-site metal catalysis”,

Coord. Chem. Rev., 225, 35 (2002).

3. E. Drent, “Process for the preparation of polyketones”, Euro-

pean Patent 0121965 A2 (1984).

4. R. L. Danforth, J. M. Machado, and J. C. M. Jordan, “Devel-

opment of a New Polymer Family of Thermoplastic Aliphatic

Polyketones”, SPE ANTEC, 2316 (1995).

5. M. Kutz, “Applied plastics engineering handbook”, pp. 3-26,

Elsevier, Amsterdam, 2016.

6. J. H. Yun, J. H. Yoon, S. M. Ha, and J. H. Kim,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Polyketone/Rubber Blend to Improve Heat-

resistance”, Elast. Compos., 49, 37 (2014).

7. B. J. Lommerts, E. A. Klop, and J. Aerts, “Structure and melt-

ing of perfectly alternating ethylene-carbon monoxide copo-

lymers”, J. Polym. Sci. B Polym. Phys., 31, 1319 (1993).

8. E. Drent and P. H. M. Budzelaar, “Palladium-Catalyzed Alter-

nating Copolymerization of Alkenes and Carbon Monoxide”,

Chem. Rev., 96, 663 (1996).

9. H. S. Cho, J. S. Chung, S. J. Baek, W. J. Choi, J. J. Kim, S. K.

Yoon, and J. C. Lee,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Glass

Fiber-Reinforced Poly(olefin ketone) Composites”, Appl.

Chem. Eng., 23, 339 (2012).

10. S. Y. Kim, J. W. Jeon, D. S. Kwak, W. Lee, D. J. Lee, S. D.

Whang, and S. J. Do, “Study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Polyketone Fiber according to Coating Process for Technical

Textile”, Textile Coloration and Finishing, 27, 334 (2015).

11. D. Y. Jin, D. U. Park, J. S. Won, and S. G. Lee, “Effects of

Polydopamine Treatment on the Interfacial Adhesion between

EPDM Rubber Compound and Polyketone Fiber”, Textile Sci-

ence and Engineering, 52, 408 (2015).

12. H. H. Yang, “Handbook of Fiber Chemistry”, 3rd Ed., pp. 31-

138, CRC Press, Boca Raton, 2006.

13. D. Forsström and B. Terselius, “Thermo oxidative stability of

polyamide 6 films I. Mechanical and chemical characteriza-

tion”, Polym. Degrad. Stab., 67, 69 (2000).

14. B. J. Holland and J. N. Hay, “Thermal degradation of nylon

polymers”, Polym. Int., 49, 943 (2000).

15. B. D. Viers, “Polymer Data Handbook”, p. 189, Oxford Uni-

versity Press, Oxford, 1999.

16. S. M. Kim and K. J. Kim, “Effects of Moisture and Tempera-

ture on Recrystallization and Mechanical Property Improve-

ment of PA66/GF Composite”, Polymer(Korea), 39, 880 (2015).



8 Sung Min Kim et al. / Elastomers and Composites Vol. 52, No. 1, pp. 1-8 (March 2017)

17. G. Szakonyi and R. Zelkó, “The effect of water on the solid

state characteristics of pharmaceutical excipients: Molecular

mechanisms, measurement techniques, and quality aspects of

final dosage form”, Int. J. Pharm. Investig., 2, 18 (2012).

18. H. Domininghaus, “Plastics for Engineers: Materials, Proper-

ties, Applications”, Hanser, New York, 1993.

19. J. L. White and K. J. Kim, “Thermoplastic and Rubber Com-

pounds”, pp. 43-53, Hanser, Munich, 2007.

20. P. K. Gupta, E. Kennal, and K. J. Kim, “Polymer Nanocom-

posites Handbook”, p. 123, CRC Press, Boca Raton, 2009.

21. M. Lee, H. Kim, and M. Y. Lyu, “A Study on Warpage of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 for Part Design and Operation

Condition: Part 2. Crystalline Plastics”, Polymer(Korea), 36,

677 (2012).

22. J. W. Cho and D. R. Paul, “Nylon 6 nanocomposites by melt

compounding”, Polymer, 42, 1083 (2001).

23. S. J. Park, J. S. Jin, and J. R. Lee, “Enhancement of Interfacial

Adhesion of Glass Fibers-reinforced Unsaturated Polyester

matrix Composites: Effect of γ-methacryloxypropyltrimethoxy

Silane Treatment Containing γ-aminopropyltriethoxy Silane”,

J. Korean Ind. Eng. Chem., 12, 143 (2001).

24. H. Al-Moussawi, E. K. Drown, and L. T. Drzal, “The silane/

sizing composite interphase”, Polym. Compos., 14, 195 (1993).

25. V. B. Gupta, R. K. Mittal, P. K. Sharma, G. Menning, and J.

Wolters, “Some studies on glass fiber-reinforced polypropyl-

ene. Part II: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ir dependence on

fiber length, interfacial adhesion, and fiber dispersion”, Polym.

Compos., 10, 16 (1989).

26. DuPont, “ZYTEL 70G30HSLR BK099 Technical Data Sheet”,

2014.

27. N. Sombatsompop and K. Chaochanchaikul, “Effect of mois-

ture content on mechanical properties, thermal and structural

stability and extrudate texture of poly(vinyl chloride)/wood

sawdust composites”, Polym. Int., 53, 1210 (2004).

28. A. Lasagabaster, M. J. Abad, L. Barral, and A. Ares, “FTIR

study on the nature of water sorbed in polypropylene (PP)/

ethylene alcohol vinyl (EVOH) films”, Eur. Polym. J., 42, 3121

(2006).

29. M. Kohan, “Nylon Plastics Handbook”, Hanser/Gardner, New

York, 1995.

30. N. Abacha, M. Kubouchi, and T. Sakai, “Diffusion behavior

of water in polyamide 6 organoclay nanocomposites”,

Express Polym. Lett., 3, 245 (2009).

31. J. L. Thomason, “The influence of fibre length, diameter and

concentration on the impact performance of long glass-fibre

reinforced polyamide 6,6”, Composites Part A, 40, 114 (2009).

32. N. M. M. Abd. Rahman, A. Hassan, and R. Yahya, “Plastici-

sation Effect on Thermal, Dynamic Mechanical and Tensile

Properties of Injection-Moulded Glass-Fibre/Polyamide 6,6”,

J. Sci. Technol., 3, 47 (2011).

33. H. H. G. Jellinek and S. R. Dunkle, “Degradation and Stabi-

lization of Polymers, Elsevier”, New York, 1983.

34. J. Y. Lee and K. J. Kim, “Measurement of Degree of Hydro-

lysis of a PA66/GF Composite using a py-GC/MS analysis”,

Elast. Compos., 52(1), 59 (2017).

35. D. H. Mackerron and R. P. Gordon, “Minor products from the

pyrolysis of thin films of poly(hexamethylene adipamide)”,

Polym. Degrad. Stab., 12, 277 (1985).


